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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k-toilet.com
www.k-watercycle.com

운영사무국  ☎ 031-697-8265 
www.k-toilet.com / www.k-watercycl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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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(하동)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64-10

주소 ｜

           
신분당선 광교중앙역 4번 출구 (도보 10분)

광역버스   서울역 M5121/강남역 M5422/동탄, 안양(인덕원) 7200
                   → 광교중앙·아주대환승센터 하차 → (4번 출구 도보 10분)

시내버스   7, 19, 20, 20-1, 20-2, 32-3, 32-4, 88-1, 670, 720-3
                   → 수원컨벤션센터·롯데아울렛 하차 → (도보 3분)

인천공항   8877 리무진버스 (60~80분) 
                   → 광교중앙·아주대환승센터 하차 → (4번 출구 도보 10분)

김포공항   A4300  시외버스 (버스 80분) 
                   → 동수원 하차 → (택시 10분 또는 버스 30분)

지하철 ｜

버    스 ｜

공    항 
리무진 

· 초청장 소지자 무료입장

※ 1장당 4인까지 입장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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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열체크 후
전시회 관람

입장팔찌 
수령

셀프 QR등록 후 
무료초청장
부스로 이동

초청장
소지자

· 온라인 무료 사전등록

발열체크 후
전시회 관람

입장팔찌 
수령

셀프 QR등록 후 
사전등록

부스로 이동

사전등록
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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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K-TOILET SUWON 2021

                      K-WATER CYCLE 2021

�������� K-TOILET, 세계를 디자인하다.

��
	���2021년 11월 18일(목) - 20일(토)

                     10:00 ~ 17:00 / 3일간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수원컨벤션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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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행정안전부, 환경부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, 

                      (사)한국물순환협회, 세계화장실협회, 

                      한국화장실협회, 해우재, 

                      (사)미스터토일렛심재덕기념사업회, 

                      화장실문화시민연대, 한국상하수도협회, 

                      (사)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, 

 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, (사)용인고려백자연구회, 

                     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

�������K-TOILET 아젠다21 심포지엄

                      K-TOILET 온라인전시관

                      해외 바이어 비대면 수출상담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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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포지엄�소개 박철휘�교수 서울시립대학교

기조연설 하승재�회장 사단법인�한국물순환협회

김은영�연구위원 수원시정연구원 

수원시�하수관리�정책 박표화�과장 수원시�환경국�하수관리과

수원시�물순환을�위한�레인시티�사업의�효과성�분석

빗물�유출�저감을�통한�도시의�물순환�및�환경�개선 이채영�교수 수원대학교

물순환을�고려한�도시재생으로�원도심�환경성�및�활력�회복방안 최종수�연구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

박철휘�교수 서울시립대학교

이석헌  단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

이광희�대표

고농도�질소함유�폐수처리를�위한�미생물�고정화�고분자�담체

김지태�교수  경기대학교하폐수�고도처리�및�재이용기술

탄소중립시대�도시물환경관리

수원�광교신도시�물순환(탄소중립) 시스템�시공�사례

박종운�대표이사 대양엔바이오㈜저비용, 고효율 Smart 침전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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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회�및�환영사  김현광�국장 수원시�문화체육교육국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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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자용�교수4차산업혁명과�상하수도의�미래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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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�록

Break Time & 전시장�관람

질�의�응�답

해성엔지니어링㈜ /
(사)한국물순환협회�부회장

서울시립대 / 
대한상하수도학회�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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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	���2021.11.18(목)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수원컨벤션센터 103-10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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